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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alamic infarction is uncommon because of abundant blood supply from 
the Willis circle. Here, we report a patient who had a sizable ischemic stroke in-
cluding bilateral hypothalami and was suffered from extremely-high fever and 
fluctuating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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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부는 뇌간의 원심 구조물이며 체온 조절, 삼투압, 면

역반응 조절, 식이섭취 조절, 생식, 생물학적 리듬, 자극에 대

한 통합된 반응을 포함하여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1 시상하부는 기능적으로 뇌실 주위, 내측 그리고 측면 영역

으로 나뉜다. 이처럼 시상하부는 다른 기능을 하는 각각의 핵

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통합된 자율, 내분비, 행동 반응을 위

해서는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1 감염, 종양, 사고 등에 의

한 시상하부 이상은 이전에 보고된 사례가 수차례 있으나, 뇌

경색으로 인한 시상하부 이상은 보고된 사례가 드물다.2 저자

들은 양측 시상하부 뇌경색과 관련된 고열 및 급격한 혈압 변

동을 나타낸 사례가 있어서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9세 여자가 당일 오전 계단에서 구른 이후에 발생한 지

남력 저하로 내원하였다. 고혈압, 하지불안증후군이 있었고, 

갑상선 수술을 받았었다. 응급실 방문 당시 혈압은 175/75 

mmHg, 분당 심박수 122회, 체온은 37.8도였다. 신경학적 검

사상 각성도, 뇌간 반사, 운동 및 감각 신경은 정상이었다. 하

지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간단한 지시에도 협조가 되지 

않았으며, 양측에 바빈스키 반사가 있었다. 일반혈액검사에서 

혈당 395 mg/dL, 총 콜레스테롤 243 mg/dL, 크레아틴 키

나아제 297 U/L, 백혈구 19,100/uL, 당화혈색소 15.0%의 상

승이 있었다.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 전두엽에 국한된 국

소 다발성 병변이 있었으나, 시상하부는 정상이었다(Fig. 1A). 

컴퓨터뇌혈관단층촬영에서 우측 경동맥 근위부 및 좌측 경동

맥 원위부 폐색이 있었고, 전순환계는 척추기저동맥으로부터 

후교통동맥을 통하여 혈류 공급을 받고 있었다(Fig. 1B). 입

원 첫째 날 좌하방으로 안구편위가 있어서 뇌파검사를 하였으

나 중등도 이상의 전반적인 서파만 있었다. 입원 2일째 40도 

이상의 고열과 의식이 저하되어 반혼수 상태가 되었으며 대뇌

제거자세를 취하였다. 고열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가슴과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혈액, 객담, 소변에서 세균배양검사 및 뇌척

수액검사를 하였으나 감염의 증거는 없었다. 경흉부 심장 초음

파검사에서 심장내 덩어리는 없었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없었

으나, 수축기 혈압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Fig. 2A). 뇌경색 

악화 및 출혈성 변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원 2일째에 촬영한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시상하부를 포함하여 양측 

전대뇌동맥 영역 및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전반에 걸쳐 뇌경색

이 있었다(Fig. 1C). 감염의 증거는 뚜렷하지 않고, 시상하부 

손상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어서 이로 인한 중추성 고열의 가

심한 발열과 혈압 변동을 보인 양측 시상하부를 포함하는 다발성 양측 뇌경색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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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았다. 환자는 dantrolene 정맥투여를 시작하여 증량

하면서 체온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Fig. 2B). 대뇌제거자

세도 그 정도가 감소하였다. 입원 4일째부터 호흡부전(ataxic 

breathing pattern 및 이산화탄소 정체)이 발생하여 기관삽

관 및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 혈액검사에서 혈중 삼투압 상승 

및 고나트륨혈증(170 mmol/L)이 생겼고, 만니톨 등 이뇨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분이 배출되었으며 

수축기 혈압이 70-80 mmHg으로 낮아서 수액공급 및 승압제

를 시작하였다. 입원 6일째부터는 다발성 장기 손상과 이에 따

른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19일째 사망하였다.

고 찰

시상하부는 전뇌동맥에서 분지되는 전내동맥, 후뇌동맥의 

근위부에서 분지되는 시상줄무늬천공지동맥과 후교통동맥에

서 분지되는 소동맥에서 각각 전시상하부와 후시상하부 혈액 

공급을 받는다.3 이처럼 전, 후 뇌동맥에서 풍부한 혈액 공급

을 받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

시상하부의 뇌경색으로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보고들은 여러 

차례 알려져 있지만,4 이외의 시상하부 기능저하를 나타낸 보

고는 흔하지 않다. 물리적 혈관손상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양

측 전시상하부 영역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체온조절이상, 수분

균형 조절장애, 수면조절이상, 부정맥이 생긴 사례2와 시상하

부에 유육종성 육아종(sarcoid granuloma)이 있다가 한쪽 시

상하부에 출혈성 뇌경색병소가 생기면서 저체온증을 보인 보

고가 있으나 영상검사 없이 부검에 의한 병리 소견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5 국내에서도 시신경교차증후군으로 내원하여 전

시상하부뇌경색이 동반된 사례가 있었으나 시상하부 기능저하

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6 다식증과 수면과다로 일측성 배내측 

시상하부 뇌경색이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된 보고가 있다.7 증

례의 환자는 양측 내경동맥이 폐색되어 후방순환계에서 측부

순환을 통하여 혈류가 불충분하게 공급되던 상태여서 양측 시

상하부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체온 변화는 내측 시각전핵과 전시상하부핵의 온도민감 신

경세포에서 감지하는데, 본 환자에서는 감염에 대한 증거는 없

었으나, 고체온증이 지속되었으며 일반 해열제에 반응이 전혀 

없었다. 신경이완제 및 항정신병약 복용에 대한 과거력은 없었

고, 더불어 dantrolene 투여 이후 체온이 하강한 것으로 미루

어, 본 환자는 내측 시각전핵과 전시상하부핵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입원 2일째부터 소변량이 증가되었고 4일

째부터는 고나트륨혈증이 생겼는데, 신장기능이상이나 외인

성 인자는 뚜렷하지 않아서 중추성 요붕증에 의한 현상으로 생

각하였다. 뇌하수체와 시상하부를 압박할 정도의 뇌경색 부종

은 동반되지 않아서, 항이뇨호르몬의 분비조절과 수분과 나트

륨 항상성 조절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실방핵 손상으

로 인한 증세로 보았다. 시상하부의 뇌실방핵은 스트레스 반응

의 작동인자로서 앞서 언급한 항이뇨호르몬 분비조절 이외에

도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부신겉질 자극호르몬 분비 조절에도 

관여한다.1 입원 2일째 악화되면서 보였던 극심한 수축기 혈압

변동도 뇌실방핵 손상에 의한 교감신경계 활성화 이상에서 비

롯된 증세로 보인다. 결국 본 환자는 시상하부의 전시상하부 

영역, 그중에서도 내측 시각전핵, 뇌실방핵, 전시상하부핵 부

위에 손상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Fig. 3).

시상하부는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기능적으로 구획된 핵들

을 개별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일부 백질경로와 주위 구

조물들을 확인하여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이다.8-10 따라

Fig. 1. Diffusion weighted imaging (DWI) and Computed tomogra-
phy angiography (CTA). (A) Initial DWI showed multiple variable sized 
acute infarctions in bilateral frontal cortices and white matters. (B) 
CTA demonstrated complete occlusion (red arrows) of the right prox-
imal internal carotid artery (ICA) and the left distal ICA. (C) Follow-up 
DWI showed newly developed acute infarctions in the left hemi-
spheres including frontotemporoparietal cortices and white matters 
and in the bilateral internal capsules and hypothalami (white arrow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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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hypothalamic nuclei and adjacent structures. Left picture showed topographic location of hypo-
thalamic nuclei (stippled area) from sagittal view. Medial (A) and right (B) picture showed normal coronal anatomy of hypothalamic 
region. We assumed that red-colored hypothalamic nuclei (1, 3, 6) were responsible for the clinical manifestations of this patient. 1; 
medial preoptic area, 2; lateral preoptic area, 3; paraventricular nucleus, 4; dorsal hypothalamic area, 5; periventricular arcuate nucle-
us, 6; anterior hypothalamic area, 7; lateral hypothalamic area, 8; supraoptic nucleus, F; fornix, GP; globus pallidus, C; caudate, OT; 
optic tract.

A B

Fig. 2. Monitoring of systolic blood pressure and body temperature of the patient. Serial monitoring of vital signs showed remarkable fluctuation 
of systolic blood pressure (A) and high spiking fever refractory to antipyretics (B). After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dantrolene, high fever dra-
matically subsided within 48 hours in the patient.

A

B

Systolic blood pressure at 2nd day(mmHg)

Body temperature at 2nd day(℃)

Body temperature at 3n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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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상하부 손상에 의한 병소의 영상과 기능저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보고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증례에서도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상하부 부위를 자기공명영상에서 개별적으

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 시상

하부 영역의 기능저하로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인이 되는 병소를 영상검사로 국재화할 수 있어

서 임상진료현장에서 예시적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증례에서 임상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광범위한 영역에 

발생한 뇌경색에서 심한 혈압변동과 원인불명의 고열이 동반

되었을 경우에는 시상하부의 기능저하로 인한 임상양상은 아

닌지 감별진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 고해상도 자기

공명영상 기법이 더 일반화된다면 시상하부의 기능적 해부와 

병소 확인이 용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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